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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허먼 멜빌(Herman Melville, 1819-1891)은 자신이 직접 선원생활을
하면서 겪은 해양체험을 소재로 삼아 해양소설1)을 쓴 미국문학을 대
표하는 위대한 작가이다. 멜빌은 생활의 궁핍함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배를 타게 된다. 그는 유복한 상인 집안
에서 태어나 풍족하게 살았으나, 프랑스로부터 직물을 수입하던 아버

1) 해양소설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옥
태권, 해양소설의 이해 (부산: 도서출판 전망, 2006), 13-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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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사업실패와 갑작스런 죽음으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열
세 살의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학
업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
서 가계를 도왔으나, 당시의 불황으로
생활은 더욱 곤궁해 졌다. 멜빌은 어
려서부터 뉴욕(New York)항 근처의
맨해튼(Manhattan)에서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드나드는 배를 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키워왔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멜빌은 어린 시절

허먼 멜빌

부터 갖고 있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발동하여 1839년 스무
살에 뱃사람이 된다.
멜빌의 선원생활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시기별로 서로
다른 용도의 배를 타고 해양체험을 한다. 1839년 약 4개월 동안 미국
에서 영국의 리버풀(Liverpool)을 내왕하는 상선을 타고 견습선원으로
일을 하며, 1841년 1월부터 1843년 5월까지 거의 3년 반에 가까운 세
월을 포경선을 3번 갈아타면서2) 남태평양에서 여러 가지 기이한 경험
을 하고, 1843년 8월부터 1844년 10월까지 해군에 입대하여 수병으로
전함을 타고 함상생활을 한다.
멜빌은 이러한 해상경험들을 소재로 해양여행기적인 소설들을 쓰게
2) 멜빌은 1841년 1월 3일 부터 1842년 6월 23일 까지 첫 번째 포경선 Acushnet호를 타다
가 보급품을 보충받기 위해 잠시 Nukuheva항에 기항했을 때 7월 9일 그 배에서 탈출하
여 잠시 동안 원주민 Typee 족과 생활한다. 그 해 8월 9일 오스트리아 포경선 Lucy
Ann호를 타고 Typee계곡을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그러나 루시앤호가 항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상폭동의 징후가 있어 행선지인 Tahiti섬에 정박하게 되자, 멜빌
은 폭동가담자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기위해 감금되나 인근에 있는 Eimeo섬으로 탈출하
여 그 곳에 머물다가 그 해 11월 초에 세 번째 포경선인 Charles and Henry호에 승선하
여 1843년 4월까지 작살잡이로 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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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포경선을 타고 남태평양에서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다룬 타이
피 (Typee: A Peep at Polynesian Life 1846)와

오무 (Omoo: A

Narrative of Adventures in the South Seas 1847), 리버풀 항해 경험을
다룬 레드번 (Redburn: His First Voyage 1849), 그리고 해군 순양함
미합중국(United States)호에서 수병으로 근무하며 겪은 함상체험을 다
룬 화이트 재킷 (White Jacket: or The World in a Man-of-War 1850)
을 출판한다. 멜빌의 해상체험은 그를 성숙한 인간과 위대한 작가로
키운 ‘예일대학이요 하버드’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멜빌의 초기 소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여
겨지는 타이피 와 화이트 재킷 만을 다루고자 한다. 타이피 는 그
의 세계적인 고전 모비딕 (Moby-Dick 1851)의 원형이 되고, 화이트
재킷 은 그의 마지막 유작인 빌리버드 (Billy Budd, Sailer 1924)의 모
체가 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II. 포경선 아쿠쉬넷 호 승선 체험과 ≪타이피≫
멜빌은 리버풀 항해 후 마땅한 일자리를 잡으려고 여러 모로 노력했
으나 실패하고 “지갑은 거의 바닥이 났고, 뭍에서는 흥미를 끄는 것이
없었으므로”3) 미지의 세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1941년 1월 미국의
페어헤이븐(Fair Haven)항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을 돌아 태평양으로 출
어하는 포경선 아쿠쉬넷호를 타고 남태평양에서 고래잡이를 시작한다.
그러나 포경선에서의 실제 생활은 멜빌이 꿈꾸었던 낭만적인 것과
는 전혀 달랐다. 고래잡이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노동이
3) Herman Melville, Moby-Dick, ed. Harrison Hayford and Hershel Parker (New York:
Norton & Company Inc., 196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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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선원들의 거칠고 비열한 짓과 선장의 변덕과 야만적인 폭력은
멜빌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 1842년 7월, 멜빌은 아쿠쉬
넷호가 남태평양의 마르케사스 제도(Marquesas Islands)의 누쿠히바섬
에 정박해 있는 사이, 동료 선원 토비 그린(Toby Green)과 함께 배에
서 도망친다. 멜빌 일행은 백인들에게 잔악한 식인종으로 알려진 타이
피 부족이 살고 있는 누쿠히바섬에 한 달간 채류하다, 극적으로 포경
선 루시앤호에 승선하여 섬을 탈출한다.
멜빌은 자신의 이러한 체험을 소
재로 삼아 그의 첫 소설

타이피

를 쓰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체험
과 거의 비슷하다.4)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줄거리를 간단
하게 설명해보자. 소설의 화자이며
주인공인 토모(Tommo)는 포경선
돌리(Dolly)호를 타고 미국동부에서
남아메리카를 돌아 남태평양으로
향한다. 토모는 힘든 노동과 형편없
는 식사와 선원들의 거칠고 비열한
Typee 초간본 표지(1846)

행동 때문에 선상생활을 견뎌 내기

가 힘들었다. 특히 선장의 폭압적인 독선은 토모를 정신적으로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배가 남태평양의 마르케사스 제도의 누쿠히바
섬에 정박하자 동료인 토비(Toby)와 함께 근무 환경이 좋은 다른 포경
선을 타기 위해 배에서 도망쳐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다. 막상 산 속으
로 들어가니 여행기에서 읽었던 낙원과는 달리 먹을 것을 찾기가 어
4) 멜빌은 실제로 1달간 타이피 부족과 생활하다 탈출하지만 소설에서는 4개월에 걸쳐 생
활하다가 그 곳에서 탈출한다.

42 해양담론 <제4호>

려웠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 산을 헤매다 토모는 열병에 결리고 다리
까지 부어올라 궁지에 몰리게 된다. 때마침 계곡 밑에 펼쳐져 있는 아
름다운 마을을 발견한다. 그 마을에 여행기에서 읽었던 온순한 하파
부족이 사는지 식인종 타이피 부족이 사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토모와 토비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마을로 들어간다.
추장 메헤비(Mehevi) 앞으로 끌려온 토모 일행은 추장에게 자초지
종을 말하다가 그 마을이 식인종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들은 언제 잡혀 먹힐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된다.
그들은 추장의 배려로 마헤요(Marheyo)의 집에 머문다. 마헤요는 아들
코리-코리(Kory-Kory)와 아름다운 딸 파야웨이(Fayaway)에게 토모를
시중들게 한다. 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토모는 타이피 부족이 세
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아주 따듯하고 너그럽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매료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토모는
식인종으로 알려진 그들에 대한 공포심에 시달린다. 토비는 토모에게
필요한 약을 구하러 섬을 떠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토모만이
홀로 포로로 남게 된다. 타이피 계곡에서는 일처다부제의 결혼생활이
허용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욕구를 채우면서도 갈등과
싸움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토모는 그들이
야 말로 지상의 낙원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토모는 타이피 부족의 축제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얼굴과 몸
에 문신을 하라는 강요를 받는다. 그 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문
신을 하는 것이 의무적인 종교행위라는 것이었다. 토모는 문신을 거부
하고 그들의 획일주의적인 태도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얼마 뒤
다른 부족과 전투를 끝낸 타이피 부족은 그들의 관습대로 적들의 시
신을 제단위에 올려놓는다. 이 때 토모는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추장의 엄명을 받는다. 며칠 뒤 토모는 타이피 부족들이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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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을 나누어 먹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마침내
원주민들의 획일주의적인 종교행위와 적의 시신을 먹는 야만적인 식
인행위에 실망한 토모는 섬을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마침내 여러 섬을
왕래하며 부족들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하는 마누(Marnoo)가 암암리
에 도움을 줘 가까스로 조그만 배를 타고 섬을 빠져 나온다.
멜빌이 타이피 의 서문에서 “덧칠된 색을 벗겨낸 진실(unvarnished
truth)을 말하는 것”5)이 자신의 의도라고 밝힌 것처럼, 그는 역사 속에
감춰진 진실에 깊이 천착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19
세기 서구의 식민제국주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이 포경선을
타고 직접 경험한 일들을 소재로 삼아, 역사가 덧칠된 과정과 그 동기
를 추적하고, 그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어 당시의 유럽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소설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남태평양의 마르케사스 제도는 미국
의 최초의 해양식민지였다. 이 제도는 원래 1791년 프랑스가 소유권을
주장했었는데, 1812년 영미전쟁을 하는 동안 미국해군 대령 데이비드
포터(David Porter)가 이 제도를 점령한 뒤 1813년에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6) 신문수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7), 멜빌은 이 소설의 전반부에
마르케사스 제도가 서양과 접촉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른바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문명화하는 명분 뒤에는 폭력과 지배욕 그
5) Herman Melville, Typee(Evans: Northwestern UP, 1968), p.xiv. 앞으로 이 책에서의 ( )
안에 쪽수만 표시한다.
6) Malini Johar Schueller, “Colonialism and Melville's South Seas Journey”, Studies in Fiction,
22.1(1994), pp.4-5. (이것은 슈엘러가 Walter T. Herbert Jr.의 Marquesan Encounters:
Melville and Meaning of Civilizati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0), p.79에서 재
인용한 것임.) 특히 슈엘러는 마르케사스 제도의 식민역사가 최초로 1595년 스페인에
의해 시작되지만 그 기간은 아주 짧았고, James Cook이 1774년 남태평양 탐험항해를
시작하기 전 까지는 식민 침입이 없었고 그 이후부터 서구의 식민 침입이 본격화 되었
다고 Greg Dening의 Islands and Beaches: Discourse on a Silent Land, Marquesas
1774-1880을 원용하여 밝히고 있다.
7) 신문수, 허만 멜빌: 탈색된 진실의 추구자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5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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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물욕과 위선이라는 야만성이 숨어있다고 비판한다. 요컨대 제국
주의자들은 경제적 수탈을 위해 원주민들에게 살인과 방화라는 무자
비한 폭력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명의 야만성은 원시적인 타이피 낙원에서 살고 있는 인간
미 넘치는 원주민들의 삶과 대조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토모는 자기
를 돌봐주는 파야웨이를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누리
는,”(86) “자연의 자식”(86)으로 묘사하고, 타이피 계곡을 “행복의 계
곡”(124)이라 부르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유럽인들보다 지적이지
는 않지만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124)고 생각한다. 이어서 그는
그 곳에는 “거지도, 빚진 자의 감옥도, 오만하고 냉혹한 벼락부자도
없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돈이라는 것이 없었다. 저 모든 악의 근
원을 이 계곡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126)라고 열거한다. 심지어
토모는 세련된 삶을 살고 있는 문명인들 사이에는 질투와 경쟁 그리
고 불화가 끊이지 않지만, 소박한 삶을 사는 원주민들은 악에 물들지
않았고, “정직과 자비라는 타고난 원칙”(201)을 가지고 있어 그 곳에는
문명의 법이 필요 없다고까지 언급한다. 이처럼 토모는 서구 문명의
악을 비판하고 원시주의의 순수성을 동경하는 낭만적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소설의 곳곳에서 원주민에 대한 토모의 부정적인 시각도 드
러난다. 토모는 원주민 여인들이 태생적으로 “호색적인 관능”(15)을 지
녔다고도 언급하고, 원주민들이 야만에서 벗어나 “문명화되게 해주세
요.”(195)라고 간구하기도 한다. 특히 소설의 후반부에서 추장에게 원
주민들의 풍습인 문신행위를 강요받고 백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혼란에 빠진 토모는 그들의 식인행위까지 감지하게 되자 원주민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가 최고조에 달한다.
토모는 원주민들의 문신을 비기독교적인 토속신앙에서 나온 행위라
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은 획일성으로 통제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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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행태라고 비난한다. 토모는 만약 그런 문신
을 자신의 신성한 얼굴에 새기게 되면 자신은 미국인으로 “조국사람들
을 마주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219)을 느낀다. 심지어 그는 문
신행위를 기독교인이 “원주민의 종교로 개종하는 것”(220)을 의미한다
고까지 생각한다.
사실, 토모는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원시의 순수성을 지닌 타이피
부족에 매료되지만 식인종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늘 그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었다. 토모는 타이피 부족의 이름만 들어도 원주민들뿐만 아
니라 프랑스 군인까지도 겁을 먹고 공포에 떤다고 언급한다. “그 이름
자체가 무서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타이피’라는 말은 마르케사스 방언
으로 인육을 좋아하는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24) 심지어 그의 동료
토비는 원주민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번제물로 드리기 위
해 자기를 사육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다.(95) 원주민들
은 토모에게 자신들은 “인육을 먹지 않는다.”(233)라고 여러 번 말했지
만, 식인 흔적을 확인한 그는 “그가 믿고 있었던 희망이 즉시 사라져
버렸다.”(233)라고 분개한다. 토모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낭만주의 태
도에서 캘빈주의 태도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있을 타이피 사회에서의
자신의 탈출의 길은 열어 놓는다. 결국 그는 섬을 도망치는 자신을 추
격하는 원주민 족장 모우모우(Mow-Mow)를 갈고리로 찔러 죽이면서
식인종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자신의 폭력을 합리화한다.8)
더글라스 아이비슨(Douglas Ivison)은 이러한 토모의 행위에 동조하는
멜빌의 태도에 비판을 가한다. 그는 멜빌이 이 소설을 통해 서구의 백
인들이 타자인 원주민들이 자행했을 것이라고 은근히 예상했던 식인
풍습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백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이
8) 정진만, ｢허먼 멜빌의 타이피 와 오무 에 나타나는 ‘고상한/천한 야만인’의 수사학과
국가주의, 식민주의의 목소리｣, 미국소설 22.3 (2015),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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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야 말로 서구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부응하는 반증이라고 주
장한다.9)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토모는 문명과 원시를 대비시켜 원시적
인 순수성과 따듯한 인간미를 지난 원주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타이피 부족사회를 동경하기도 하지만 그곳에도 획일주의적
이고 토속신앙적인 종교행위와 야만적인 식인행위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멜빌은 이러한 화자의 시선을 통해 문명의 야만성이
숨어있는 제국주의의 허구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원시의 비민
주적인 무속행위를 강제하는 획일주의와 야만적인 식인풍습을 드러냄
으로써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
도를 보여주고 있다.10)
그런데 이 소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소설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멜빌의 반성적 시각이다. 멜빌은 폴리네시
아 원주민 사회의 문명화 과정 속에 드러난 탐욕이 가득 찬 백인들의
모습을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동물”(125)이라고 단정한다. 화자 토
9) Douglas Ivison, “‘I saw everything but could comprehend nothing’: Melville’s Typee,
Travel Narrative, and Colonial Discourse,” ATQ 16.2 (2002), 126.
10) 김수진은 허버트의 저서 Marquesan Encounters를 원용하여 토모의 이러한 이중적인 목
소리를 캘빈주의 시각과 낭만주의 시각으로 간명하게 정리한다. 캘빈주의 시각은 원주
민을 사탄의 자식이자 영적인 죄인으로 간주하고 오직 신의 은총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낭만주의 시각은 원주민 사회를 고귀한 야만인으로 보는 문학
전통을 이어받은 것인데, 이 관점에서 보면 야만사회가 오히려 문명인의 미덕을 평가
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캘빈주의 시각은 타이피 부족사회를 야만사회
로 생각하고 서구 문명사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며, 낭만주의 시각은
문명사회를 타락한 사회로 보고 타이피 부족사회를 낙원으로 인식하는 태도이다. 사실
타이피 에는 이 두 시각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문명비판에 중심
을 두고 비교적 낭만주의 시각을 부각시키고 있고, 작품의 중후반에서는 원시사회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며 비교적 캘빈주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김수
진은 이러한 두 시각만으로 작품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각
의 변화들이 타이피 부족사회의 독자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며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멜빌의 태도가 타인의 문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상대주의적 인식라고 본다. 이러한 김수진의 태도는 타이피 작품 전체를 비교적 올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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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1814년 타이피 부족 공략이 여의치 않자 포터 대령이 타이피 계
곡을 불바다로 만든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런 까닭 없는 잔악무도함
이 있었기에, 타이피 부족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격렬한 증오심이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26) 라며 타이피 부족의 악명도 결국
은 백인들의 야만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특히 소설의 17장에서
토모는 문명사회의 악덕들을 타이피 부족사회의 덕목들과 대조해 가
면서 백인 선교사들이 남태평양으로 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폴리네시
아 선교사가 미국으로 가야 한다(126)는 언급까지 한다. 이것은 아메
리카 인디언들의 문명화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인들의 모순적 행태들
을 빗대어 말하는 한 예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멜빌은 미국의 팽창주
의를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에 동조하는 시각도
갖고 있지만, 미국의 국가건설에 있어서 태생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미국의 짐”(American Burden)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Unites States호 승선 체험과 ≪화이트재킷≫
1842년 겨울 멜빌은 새로운 포경선 찰스와 헨리(Charles and Henry)
호에 승선하여 일을 하다 1843년 5월 하와이에서 하선을 하고 호놀룰
루(Honolulu)에서 잠시 점원 노릇을 한다. 얼마 뒤 멜빌은 자신이 탈
주했던 아쿠쉬넷호가 호놀룰루에 입항한 것을 알고 감옥에 잡혀갈지
모른다는 걱정에 시달린다. 때마침 본국으로 귀향하려는 전함 미합중
국호에 수병으로 입대하여 수상감옥과 같은 함상생활을 격고 마침내
1844년 미국으로 돌아온다.
멜빌은 14개월의 함상생활을 통하여 미국해군에 만연해 있던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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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인 폭력과 학대 그리고 무자비한 태
형 등 군사문화의 여러 폐해들을 직간접
적으로 경험한다. 멜빌은 이러한 경험을
소재로 일종의 성장소설이며 반전소설인
화이트 재킷 을 쓴다. 먼저 내용을 간단
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주인공이며 화자인 화이트 재킷은 화물
선을 타다 태평양 해상에서 강제로 징병
되어 미국의 순양함 네버싱크(Neversink)

White Jacket 초간본 표지(1850)

호의 수병이 된다. 페루(Peru)의 칼라오(Callao) 해상을 지날 때 주인공
은 배에서 두꺼운 천으로 만든 재킷을 사려고 한다. 날씨가 험악하고
추위가 매서운 케이프 혼(Cape Horn)을 지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
다. 그러나 해군에서 지급되는 녹색 재킷이 없어 구할 수가 없게 되자
그는 하얀 천으로 재킷을 손수 지을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부
에서 제복에 검은색의 방수 페인트를 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화이
트 재킷은 이것을 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하얀 재킷을 입게 된다. 배에서 유일하게
눈에 잘 띠는 하얀 방한복을 입게 된 주인공은 선상의 모든 군인들로
부터 화이트 재킷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하
얀 재킷은 모두가 동일한 제복을 입어야 하는 군대사회에서는 이질적
인 복장이라 동료들로부터 적의와 혐오의 상징이 되어, 그를 집단에서
소외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수의처럼 하얀 재킷에서 비롯
된 불길한 미신 때문에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선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총상사고가 발생하여 동료가 사망하게 되자 많은 동료들
은 그 죽음까지도 화이트 재킷이 입고 있는 하얀 재킷 때문이라고 믿
고 그에게 적대감을 갖는다. 화이트 재킷 자신도 함께 생활하는 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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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무기력함과 비겁함을 목격하고 참담해 하면서 그들과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
얼마 뒤 화이트 재킷은 적대감을 품고 있는 동료들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망루에 재배치된다. 망루의 선임자는 배에서 영웅으로 존
경받는 영국신사 잭 체이스(Jack Chase)였다. 그도 화이트 재킷처럼 문
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둘이는 서로 잘 지내게 된다. 특히 잭은 얼마
전에 네버싱크호를 무단으로 탈영하여 페루의 시민혁명에 동참해 큰
업적을 남기고 돌아온 뒤, 탈영에 대한 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영웅대
접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화이트 재킷은 그를 “고상하고 진정한 해
군”11)으로 존경하게 된다.
함장 클라랫(Claret) 제독은 선상연극을 통해 오랜 항해에 지친 부하
들을 위로해주고, 마음껏 선상에서 여흥을 즐기도록 허락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떠돌던 술 궤짝을 건저 올려 회식도 시켜준다.
배가 케이프 혼을 지나 리우데자네이로(Rio de Janeiro)로 올라갈 때
화이트 재킷은 선상에서 군기위반자에게 채찍으로 태형을 가하는 공
개처벌을 목도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이들의 야만성에 분노한다. 순양
함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배를 지휘하는 함장, 군기를 담
당하는 헌병장교, 군의관 큐티클(Cadwllader Cuticle), 군목 등 장교들
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보면서 이들이 지닌 비인간성과 비
민주성을 비판한다.
화이트 재킷도 군기를 어겨 체벌을 받는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잭의
도움으로 간신히 태형을 면하게 된다. 화이트 재킷은 근무를 하던 중
실수로 바다로 떨어지게 된다. 입고 있던 무거운 하얀 재킷 때문에 바

11) Herman Melville, White-Jacket: or The World in a Man-of-War. eds. Harrison Hayford,
Hershel Park, and G. Thomas Tanselle. (Evanston and Chicago: Northwestern UP &
Newberry Library, 1970), p.13.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 )안에 쪽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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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서 빠져 나오기가 어렵게 되자, 그는 입고 있던 재킷을 칼로 찔러
벗어버린다. 수병 한 명이 바다에 떠오른 하얀 재킷을 흰 상어로 착각
하여 그것을 작살로 찍어 바다 밑으로 가라않게 한다. 무거운 흰 겉옷
을 벗어 버린 화이트 재킷은 구사일생으로 구조된다.
네버싱크호는 엄격한 제도와 규율, 명령과 복종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떠있는 감옥”(175)과 같다. 함장 클라렛은 국가로 비유되는 배에
서 법집행자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곳은 터키제국과 같
은 전제국가이다. 함장의 말은 법이다.”(23) 그는 “태양의 군주”(23)로
서 전제국가의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함장 밑에 있는 장교
들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위에는 복종하고 아래에는 군림하는 비겁함
에 길들여져 있다. 경찰과 보안의 책임자인 헌병장교는 권력의 앞잡이
로 행세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선임군의관 큐티클은 도구적인 인
간으로 교활하게 민주를 가장하여 독선을 자행하며 은근히 자신의 의
술능력을 과시한다. 예컨대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수병을 치료할 때,
그는 치료방법에 대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군의관들과 형식적으로
만 상의한다. 그들이 총알제거 수술을 고려해 보자는 의견을 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술을 뽐내기 위해 큐티클은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
고 다리 절단수술을 감행한다. 그러나 결국 그 수병은 죽게 된다.
나숙 교수의 지적처럼12) 군의관회의는 선임군의관의 절단수술 결정
을 추인해주는 허수아비 논의에 불과했다. 선임군의관의 이러한 독선
은 권력의 강제력이 민주적 합의를 조작해 내는 기만행위였던 것이다.
군목은 함상에서 일어나는 폭음과 체벌행위와 같은 비성경적인 만행
에 대해 함구하면서 “수병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155) 무기
력한 설교만 할 뿐이다. 더욱이 수장시키거나 포로로 잡힌 적의 숫자
12) 나숙, ｢ 화이트 재킷 : 제도화된 악으로서의 군사 문화｣,
125쪽.

외국문학연구 18호 2004,

｜해양사론｜ 최수연, 허먼 멜빌의 해양체험과 해양소설 51

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당을 챙기면서도 목사로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후안무치한 인물이다. 화이트 재킷의 이러한 서술을 통해
멜빌은 자유, 평등, 행복추구의 권리를 천명한 민주국가 미국을 보호
해야할 해군이 전제권력의 탐욕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당시의 참담한
미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화이트 재킷은 선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개체벌을 목도하고
“체벌의 치욕을 당하는 수병에겐 우리의 독립 혁명은 헛된 것이고, 독
립선언서는 허위일 뿐이다“(135) 라고 분노하며 이에 대한 개혁을 힘
주어 말한다. 신문수 교수가 요약한 것처럼13), 화이트 재킷은 낡은 해
군 복무규정에 전거한 체벌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
만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미국의 국가적
이념에 배치되는 폐습이라고 비판한다.
화이트 재킷은 중하급 수병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는
이들을 오합지졸로 보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군상들로 묘사한다. 이
들은 앞 갑판의 폐쇄된 공간을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고 삶을 수동적으
로 연명해 가는 자유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무리에 불과하다. 특히
“수병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부제가 붙은 이 소설의 54장에서 보여
주고 있는 수병들의 무질서하고 방종적인 행태들은 이들에게서 자유
민주주의적 이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멜빌은 이러한 행동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주어진 “드문
자유”(227)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멜빌의 태도는
“무질서한 그들의 행동은 지나친 규율과 억압에 대한 반동이며, 내면
의 해방 욕구가 표출되는 난장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것”14)이다.

13) 신문수, ｢체험과 예술의 변증법: 허먼 멜빌의 삶과 문학｣, 외국문학 47호 1996, 296-7
쪽.
14) 나숙,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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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점잖은 수병들이 근무하고 있는 망루에 재배치된 화이트 재
킷은 그곳에서는 적어도 인권이 유린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노
골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동료들은 없었지만 그 곳에도 행동보다는
말만 앞세우는 위선적인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그가 존경하는
잭 체이스의 모습에서도 위선적인 면이 드러난다. 잭을 영웅으로 만든
것은 그가 네버싱크호를 탈주하여 페루에서 일어난 전제적 통치에 저
항하는 시민혁명 시위대에 합류하여 커다란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화이트 재킷은 잭의 탈주가 해군의 엄격한 규율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보다 숭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바다에서는 해군의 규율에 복종했지만, 육지에서는 잭
이 정의라 믿고 있던 “인간의 권리”와 “세계의 자유”(17)를 위해 “저항
의 칼날을 빼려고”(17) 갔다고 언급하면서 그를 영웅시 한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서 화이트 재킷은 잭이 늘어놓는 나바리노(Navarino)
전투에서 있었던 무용담을 들으면서 그의 언행에 의문을 갖게 된다.
나바리노 전투는 1827년 9월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3국의 연합함대
가 터키의 오토만 함대를 격파한 전투였다. 이 전투는 이슬람의 북진
을 막고 기독교 세계를 지킨다는 명분에서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리스 해방을 이룩하고 터키의 잔인한 행동을 종
식시켰다”(320)는 잭의 열변을 듣고, 화이트 재킷은 “무모한 인간 살상
극이 신의 계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맹세할 수 있는가”(320)라
는 질문을 넌지시 독자들에게 던지면서 영웅 잭을 “믿을 수 없는 대
상”15)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화이트 재킷은 이 전투가 경제적
수탈이라는 제국주의의 숨겨진 야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비판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잭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함대에서 자행되고
15) Jr., J. E. Miller, A Readers Guide to Herman Melville (New York: Octagon, 1980),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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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악행과 유린에 대해서는 굳게 침묵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 페루
의 시민혁명에 가담하여 세계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잭의 이중적인 모
습을 보여 줌으로써 멜빌은 고상하고 선별된 망루 집단에도 개혁의
희망을 엿 볼 수 없음을 직시한다.
멜빌은 화자 화이트 재킷 자신도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는 인간임
을 보여 준다. 이것은 함장이 재미삼아 흑인 두 명에게 박치기 시합을
시키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시합이 끝난 뒤 이들이 서로에 대한 적
대감이 높아져 싸움을 벌이자 함장은 군기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이들
을 태형으로 다스린다. 박치기 시합을 즐기던 함장과 장교들은 자비로
운 노예주의 얼굴이 사라지고 노예들의 기강을 잡는 집행자로 돌변해
이들에게 가차 없이 채찍으로 체벌을 가한다. 멜빌은 이 장면을 통해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리는 당시 남부노예제의 진상을 고발하고 있다
는 해석도 가능하다. 로긴(Rogin)은 멜빌의 화이트 재킷 집필의도를
멜빌 자신이 군함을 탔던 시기와 이 소설을 집필했던 사이에 일어났
던 미국의 정치현안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멜빌은 당시
미국 대륙에서 불고 있는 노예제도 폐지 열풍에 빗대어, 장교와 수병
사이에 만연되어 있던 미국해군의 적폐인 “선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
예제를 공격하고 있다”16)고 주장한다. 그러나 멜빌이 화이트 재킷이
태형당하는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이 백인이라 노예가 안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요컨대 멜빌은 화이트
재킷도 인종주의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떠 있는 감옥”과 같은 함상세계에 살고 있는 미국해군 장
16) Michael Paul Rogin, Subversive Genealogy: The Politics and Art
Melvill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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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rman

병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과 제도화된 악의 여러 양상들과 그 근
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멜빌은 군이라는 집단사회에 여러 가지 폐
해를 가져다 준 잔악한 공개체벌이 궁극적으로는 19세기 중반에 융성
한 미국의 팽창주의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군사문화의
야만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그것에 대한 개혁을 촉구한다.

IV. 맺는말
멜빌은 타이피 와 화이트 재킷 에서 문명과 원시 그리고 식민제
국주의의 겉과 속에 드러난 양상들에 대한 주인공들의 양가적인 태도
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멜빌의 태도는 당시 미국의 모순적 실
상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뇌하는 작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는 자유와 평등과 민주라는 미국의 국가적 이념이 19세기에 들어서면
서 팽창주의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훼손되고 있던 미국의 모
순적 실상을 직시하며 괴로워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타
이피 에서 멜빌의 분신인 화자 토모가 “진실은 중앙에 자리 잡기를 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대립적인 양 극단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어
딘가에서 발견된다.”(205)라고 말하고 있는 점은 그 의미가 심장하다.
여기서 우리는 멜빌의 이중적인 목소리가 모비딕 과 빌리버드 에
서 점차 한목소리로 좁혀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작
품들에서 미국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적극
적으로 비판한다. 멜빌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미국의 모순적 실상을
비판하는 이유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소설 속에
어떠한 서술전략으로 형성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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